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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연구원 제주농업·농촌6차산업화지원센터(센

터장 안순화)는 3월 29일 및 4월 1일 제주종합비즈

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‘2019년 제1차 농촌융복합

산업 사업자 인증사업 설명회’를 개최했다.

이번 설명회는 6차산업에 관심이 많거나 6차산

업 인증제를 신청코자 하는 농가 및 인증 갱신을

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6차산업 주요정책, 인증

제, 현장코칭 등 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 홍보 및 

경영체 발굴을 위한 사업 안내를 했다.

제1차 인공 공고는 4월 29일에 마감되며, 그 후 

2주간 서면·현장실사 및 농림축산식품부 심사를 

통해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. 인증을 받기 위해서

는 농촌융복합산업법에 부합되는 대상주체, 사업

장 입지, 사업영역, 사업성과가 있어야 하며 6차산

업 관련 지원사업에 인증사업자 참여시 우대 등 

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문의=제주연구원 제주농업·농촌6차산업화지원

센터(T. 064-722-7917, stormand@jri.re.kr)

2019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(6차산업)
사업자 인증사업 설명회 개최

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(회장 고경탁)는 지난 

달 29일 서홍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읍면동 회장 

등 20여명이 참석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.

서귀포시청소년지도협의회, 운영위원회의

표선면연합청년회(회장 이기현)는 지난 달 30일 표

선 사거리 일원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해 도민들

과 관광객에게 4.3 동백꽃 배지 달기 캠페인을 했다.

표선면·표선면연청, 4.3 동백꽃 배지 달기 

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(위원장 이운경)는 지난 달 

30일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

운데 송산동 3월 주민화합의 날을 운영했다.

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, 3월 주민화합의 날

대천동 용흥노인회는 지난 달 31일 회원 50여명

과 내빈 및 임원이 참석해 마을경로당에서 2019년 

회장 이·취임식을 개최했다.

대천동 용흥노인회, 이·취임식

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(이사장 고정호)은 지난 

달 29일 조합 사무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

사에 이웃돕기 성금 122만3740원을 기탁했다.

제주중앙지하상점가조합, 이웃돕기 성금

축하합니다

김계호(성산포수협 조합장) 취임을 진심

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

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성산포수협 조합장취임

강석보(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) 취임을 

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

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

다.

성산일출봉농협 조합장취임

이기승((사)전국6차선업인증자협회 제주

도회 제2대 회장)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

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

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6차산업인증자협회제주도회장취임

김수병(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지역본부 

제주시협의회장)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

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

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새마을금고 제주시협의회장취임

김근태(고려대학교 뇌공학박사 학위) 취

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

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

합니다.

고려대학교 뇌공학박사취득

강동근(농학박사 학위) 취득을 진심으

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

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농학박사취득

강동훈(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

장)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

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

기원합니다.

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당선

고권진(제주양돈축협 조합장) 취임을 진

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

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제주양돈축협 조합장취임

고봉주(제주시농협 조합장) 취임을 진심

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

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제주시농협 조합장취임

고철민(표선농협 조합장) 취임을 진심으

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

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표선농협 조합장취임

송창구(제주감협 조합장) 취임을 진심

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

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.

제주감협 조합장취임

제주지방해양경찰청, 승진임용

승진임용자 명단(4. 1.자)

▲ 경사(7명)

△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김현우

△ 제주해양경찰서 박병국, 오동윤, 고장일

△ 서귀포해양경찰서 곽상혁, 황민식, 이정홍

▲ 경장(2명)

△ 제주해양경찰서 김건형, 김병진

제주지방해양경찰청(청장 여인태)과 제주해양경찰

서,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경사이하 승진자 9명에 

대해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.


